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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
과제명

2020년 STEAM 교사연구회 운영(삼일여자고등학교)

유형

(유형1) STEAM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한 확산 모델 개발 ( )
- 선행 프로그램명:
(유형2) 다양한 교과 간 협동 연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
(유형3) StarT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 (
)

프로그램명
STEAM
과
프로그램
제
개
요

학교급

STEAM으로 만나는 COVID-19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중심과목

생명과학

연계과목

영어
지리

고1, 2

중심과목
항상성과 몸의 조절
성취기준 영역
(1) 영어 회화
연계과목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성취기준 영역
(3) 미디어 콘텐츠 기획

미디어콘텐
츠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 2020.11.30.

신청금액

일금사백만원(￦4,000,000)

참여연구원

4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3명)
연구 수행자에 관한 사항
담당과목
직위

구분

소속(학교명)

연구책임자

삼일여자고등학교

지리

교사

신승진

공동연구원

삼일여자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민재식

공동연구원

삼일여자고등학교

영어

교사

김종욱

생명과학

교사

정정심

공동연구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성명

2020년도 정부의 R&D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한 최종 결과로써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 월 20

일

주관연구기관장 :

김철종

( 인)

연구책임자 :

신승진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는 2020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1. 요약문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를 전후로 우
리나라 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곡점에 이를 만큼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온라인 강의는 일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치부했으며, 일선 중고등학
교에서는 유명한 교수가 제작한 동영상을 KMOOC 형태로 시청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원격 온라인 수업의 도
입이 이루어져 가까운 미래에는 온라인 수업이 우리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은 원격 강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TEAM으로 만나는 COVID-19’ 라는 주제로 수업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2. 서론
○ 과학의 원리·내용을 예술적 소재·기법을 활용하여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포츠에 과학적 원리·기법을 활용하는 과학․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
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고 이를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춘 체험․정의적 요소를 강조한 프로그램
개발과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과목에 교과서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이 통합된 수업모델 및 평가방법 개발과 적용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해 알아본다.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증상, 잠복기, 전파 경로, 치료에 대해 알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 백신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현황을 도형 표현도, 단계 구분도, 유선도 등
각종 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예방법에 대해 스톱모션 기법으로 제작하
고 영어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

3. 연구 수행 내용

연구 과제

①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 (유형2) STEAM 프로그램 신규 개발‧적용
◦ 프로그램명 : STEAM으로 만나는 COVID-19

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선행
프로그램명
학교급

STEAM
프로그램
구분

STEAM으로 만나는 COVID-19
해당 사항 없음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 2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중심과목
항상성과 몸의 조절
성취기준 영역

중심과목

생명과학

연계과목

(1) 영어 회화
연계과목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성취기준 영역
미디어콘텐츠
(3) 미디어 콘텐츠 기획

개발계획

150명

영어
지리
주제
연번
1

차시
(시수)
3

생명과학(2) + 지리(1)

2

3

생명과학(2) + 미디어 콘텐츠(1)

3

5

생명과학(2) +지리(2) + 미디어 콘텐츠(1)

4

4

영어(3) + 미디어 콘텐츠(1)

과목 연계(안)

◦ 각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COVID-19의 특징을 융합적으로 학습
- 생명과학의 경우 COVID-19의 RNA 바이러스의 특징 파악
- 수학의 경우 COVID-19의 형태에 대한 수학적 원리 파악
- 지리의 경우 COVID-19의 통계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작성
- 문화콘텐츠의 경우 COVID-19 예방법에 대한 스톱모션 기법으로 영상 제작
- 영어의 경우 COVID-19 예방법에 대한 스톱모션 영상 영어버젼으로 제작

나. 프로그램 개요

연구 과제

②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성과 분석
◦ 태도검사 및 만족도 조사

(1)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성과 분석
○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프로그램 적용대상 및 시기
가) 적용 대상 : 고등학교 1, 2학년
나) 적용 시기 : 1학기와 2학기 정규수업

2) 검증 내용 및 방법
가) STEAM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STEAM 사이트 설문지 조사
-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수업에 대한 과학적 태도 및 STEAM 인지 정도를 파
악함
- 사후 설문지 조사에서는 수업종료 후 반응 평가 및 태도영역 평가 위주로 구성
해 적용함
- 인지능력부분은 실생활속의 STEAM적용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으
로 대체
나) 대조군과 실험군 비교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 40명과 적용하지 않은 학생 대조군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및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면담 실시하여 그래프 그리고,
그 원인 분석
3) 평가 방법 개발
- STEAM 수업 적용 학생 성취도(지식·기능·태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세부특기 사항란에 수업 내용 기재

-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 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주체가 되며, 수행 과
제의 특성에 따라 논술, 구술,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활동에는 지식, 기능, 태도 중 특정한 영역이나 여러 영역이 통합되
어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 활동에 담긴 핵심역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생도 자신의 활동 반성이나 동료의 활동을 평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자기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로 나눌 수 있고, 각 수업
특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2) 학생 및 교사의 태도검사 및 만족도 조사
○ 학생 태도 및 만족도
1) 검증 계획 [ STEAM 개발자료 수업 적용 전후의 학생 태도 및 만족도 변화 조사]
가) 사전 설문지 조사 실시 통계 조사 및 수업 적용 후 1차 설문조사 실시
나) 1차 조사 실시 결과를 통한 수정 보완
다) 2차 최종 설문조사 실시
라) 경우에 따라 학생 면담 실시

2) 검증 내용 및 방법
가) STEAM 태도 및 만족도 조사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태도 및 만족도 조사지 활용
-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분석
나) 보고서 반영
- 결과보고서에 프로그램 적용시기, 사전‧사후 검사시기, 조사대상 선정이유 등
명시
○ 교사 만족도
1) 검증
가) 대상 : STEAM 수업 적용 교사
나) 시기 : 6월과 10월
2) 검증 내용 및 방법
가) STEAM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 사후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후 설문을 실시함
나) 분석
-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교사의 만족도를 분석

연구 과제

③ STEAM 교육 협력 연구 및 확산 실천

◦ STEAM 워크숍 및 STEAM 성과 발표회 등 행사 참가
◦ STEAM 교육 확산활동
가.

STEAM 워크숍 및 STEAM 성과 발표회 등 행사 참가

- 울산교육정보원이 주최‧주관하는 STEAM 워크숍 및 STEAM 성과 발표회 등 행사
참가
나. STEAM 교육 확산 활동
- 울산 소재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공개 수업 실시
- 실시간 비대면 STEAM 수업 시행
- COVID-19의 예방법과 실천사항을 파악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확산 저지 실현

연구 과제 ④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 STEAM 탐구 주제 및 성취 기준 분석
◦ STEAM 프로그램 총괄 지도안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유형2)
- 탐구 주제 및 성취 기준 분석
과목

영역

성취기준

생명
과학1

항상성과 몸의 조절

[12생과Ⅰ03-07]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병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토의할 수 있다.

생명
과학1

항상성과 몸의 조절

[12생과Ⅰ03-06]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우리 몸의 특이적 방어 작용과 비특
이적 방어 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영어

영어 회화

‘[12영회01-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일상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고 찾아내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지리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12한지01-03]
다양한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지역 조사를 위한 구체
적인 답사 계획을 수립한다.

미디어
콘텐츠

3) 미디어 콘텐츠 기획

미디어 콘텐츠 기획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
고,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재구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다.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계획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총 14차시 예정
2020. 9 . ~ 2020. 11 .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삼일여자고등학교 및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117명(고등학교 1‧2학년)

사전검사

9월 3일, 2개 학급(48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0월 21일, 3개 학급(69명) 실시 완료

학생 태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특허출원(국외, 국내)

10월 21일 실시 완료
2020. 10. 31 . ‘STEAM 수업 공감 포럼’ 개최

5. 결론 및 제언
○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과목간의 연계를 통해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도가 매우 좋았음.
○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보다 수업 진도를 맞추느라 심화된 프로그램을 적용시
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삼일여자고등학교와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등 두 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어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음
○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STEAM 프
로그램도 수준별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함.
○ 여러 선생님과 함께 STEAM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 각 교과의 연간
진도 계획서를 작성할 때 STEAM 수업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거 같음
○ STEAM 교수학습 준거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결정하고 각 선생님의 교과 진도표에
따라 수업 적용 시기와 주제를 결정하면서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느낌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STEAM으로 만나는 COVID-19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4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19 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 제시

• 코로나 19와 관련된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9mvzZ5w_QWw
•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
1~3

https://www.youtube.com/watch?v=AdvE_uyd0ok

/14

CD

창의적 설계

• [활동1] 동영상 소감 시청문 쓰기
• [활동2] 내가 생각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방법에 대한 주제로 글쓰기
• [활동3]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리하기
ET

감성적 체험

•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원리를 설명하고 의견 나누기
• 동영상 시청 소감 및 진로 분야 의견 나누기
주제(단원)명

COVID-19 인포그래픽 작성하기

상황 제시

Co

• 동기 유발
-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tdXY3BoLYDQ
- 인포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차이점 알아보기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6
/14

CD

창의적 설계

•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장점 설명하기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
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비주얼(visual), 내용
(content),지식(knowledge) 등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 Excel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 이렇게 쉽나? 다양한 인포그래픽 제작 아이디어 대방출! PPT디자인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Jm0nyb5oVA

• 질병 관리 본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COVID-19 통계 자료 찾아보기

• 통계 지도(점지도, 유선도, 등치선도, 도형 표현도, 단계 구분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모둠별로 COVID-19 통계 자료를 인포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야기 해보기
• 다음 차시 스톱모션 영상에 필요한 인포그래픽 제작기
• 인포그래픽 제작이 끝나면 갤러리 워크를 통해 발표를 한 후 담당 교사와 각 모둠은 주어진 평가지
를 통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감성적 체험

ET

• 인포 그래픽의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딱딱한 글의 부담을 덜어 수용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주제(단원)명

스톱모션을 통한 COVID-19 예방 영상 제작하기

상황 제시

Co

• 동기 유발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YXPfnF_otY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D

7~10
/14

〔스톱모션 영상 제작 및 발표하기〕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 앞차시에 제작했던 인포 그래픽(또는 클레이)을 기초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 스톱 모션 편집 프로그램 (무비메이커 또는 프리미어프로)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 성취기준에 도달한 모둠은 제작한 동영상을 제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도록 한다.
• 관찰 평가, 모둠 간 평가를 실시한다.
ET

감성적 체험

• 코로나 19 감염 예장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대
한 수칙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Co

COVID-19 예방 영상 영어 Script 작성 및 삽입

상황 제시

• 동기유발
• 삼일여고 학생들이 제작한 COVID-19 예방 영상 시청하고 아무리 뛰어난 영상을 제작하더
라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현실 인식하기
11~14
/14

CD

창의적 설계

〔동영상 Script 제작 준비〕
• COVID-19 관련 영어 표현 익히기
• COVID-19 관련 영어 뉴스 학습하기
• 영자신문 사진에 대한 Caption작성하기
•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
〔동영상 Script 제작하기〕

COVID-19 예방 영상

Script의 구조와 내용 파악하기

• COVID-19 예방 영상을 영어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영문 Script를 제작하기
• 제작된 영문 Script를 영상에 삽입하여 최종 영상 결과물 산출하기
• 동료평가를 통해 Script가 COVID-19 예방 영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ET

감성적 체험

• 모둠활동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Script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모둠원들의 발표를
들으며 COVID-19 예방에 대한 영어 버전 영상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파악하기

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생명과학 1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 (3) 항상성과 몸의 조절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19 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차시

[12 생과Ⅰ03-07] 백신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병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토의할 수 있다.
1~3/14

1. 코로나 19 와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학습목표

2. 백신의 작용 원리와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19 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원리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생명과학

연계과목
[고등학교 2 학년] 항상성과 몸의 조절
성취기준 영역

S 백신과 치료제
STEAM
요소

T
E 생명공학 기술
A 글쓰기
M

개발 의도

조사활동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코로나 19 의 병원체에 대해 알아보고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본 수업은 총 3 차시로 구성할 수 있다. 1 차시에서는 코로나 19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과 생명
과학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을 소개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코로나 19 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 차
시는 1 차시에서 조사한 병원체 중 하나인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가지는 코로나 19 의 감염 경로와 증식
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만약 생명공학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치료제와 백신’ 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해 본다. 3 차시에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한다.
이 중 ‘내가 생각하는 치료제와 백신’ 수업은 조사활동을 통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는 탐구
학습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과학적 탐구 능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과학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코로나 19 의 병원체의 창
상 특성과 항원-항체 반응 의
황
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적
제
시 법에 대해 알아볼 수 설
있다.
계

감성적 체험

코로나 19 와 같은 병원체에 대
해 조사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글
쓰기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치
료제와 백신에 대한 생각을 글쓰
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다양한 생각
에 대해 공감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1

• 코로나 19와 관련된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9mvzZ5w_QWw
승진이는 생명공학자가 되어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을 예상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가
만약 생명공학자라면 어떤 원리를 이용하여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글로
쓰보자.
도입
(40 분)

Tip!

상황제시1 이후에 활동1과 2를 수행하고 상황제시2 이후에 활동3을 수행할 것을 권장
동영상1,2

함.
Co

상황 제시2

•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dvE_uyd0ok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다양한 직업 및 진로를 알아보자.
Tip!

유튜브에서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클래스’ ‘온라인 드림톡 콘서트’로 검색하면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찾을 수 있음.
CD

창의적 설계

• [활동1] 코로나 19에 대해 알게 된 점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쓰기
- 코로나 19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코로나 19에 대해 조사하기
- 활동지1을 작성한다.
Tip!

전개
(60 분)

조사하기 활동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와 논문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준다.

활동지1
활동지2

• [활동2] 내가 생각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방법에 대한 주제로 글쓰기
- 활동1을 통해 알게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 19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등을 알아
본다.
-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만약 생명공학자라면 어떤 원리를 이용하여 코로나 19의 치
료제와 백신을 개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500자 원고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Tip!

수행평가에 활용할 경우에는 채점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해 준다.

감성적 체험
•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원리를 설명하고 의견 나누기

ET

정리
( 50 분)

• [활동3]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리하기
-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정리한다.
- 진로 사이트를 통해 조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동영상 시청 소감 및 진로 분야 의견 나누기

활동지3

중심과목

통합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Ⅶ. 생물 다양성과 유지
2. 생물의 진화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COVID-19 인포그래픽 작성하기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0통과07-02]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
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
론할 수 있다.

차시

4~6 차시/14 차시

1. 코로나 19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19의 통계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코로나 19의 예방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정보

S

유전정보, 변이, 진화

T
E

미리캔버스 사용, 패들렛 사용
미니노트북, 태블릿 사용 기능

A

PPT 꾸미기

Ⅱ. 자료와 정보
- 자료와 정보의 표현
- 자료와 정보의 분석

M 코로나 19 수치 비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 원리를 이해하고, 코로나 19 의 확진자 수, 사망자수 또는 기업이
개발 의도

나 병원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정보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한 정보를 수치화시
켜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본 수업은 총 3 차시로 구성하여 1 차시에는 바이러스의 변이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조사활동을 통해 코로나 19 에 대한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스, 메
르스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다. 2 차시에는 모션그래픽과 인포그래픽의 영상을 통해 차이점을 이
해하고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 엑셀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려
보는 연습을 한다. 또한, PPT 꾸미기를 위해 미리캔버스 사이트를 접속해 기능을 익힌다. 3 차시에는 질
병 관리 본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COVID-19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PPT 를 작성하여 패들렛에 공유한다.
QR 코드를 찍어 패들렛에 접속한 후 PPT 자료를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 소감문을 작성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바이러스의 변이

STEAM
학습
준거

창
상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의
황
시청하기
적
제
설
시 인포그래픽과 모션그래
픽의 차이점 알아보기 계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장점

을 살려 모둠별로 COVID-19 통
계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
하기 (PPT 를 미리캔버스에서 작
성해보기)

감성적 체험

인포그래픽의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딱딱한 감
성
글의 부담을 덜어 수용
적
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
체
추고, 능동적으로 정보 험
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도입
(20 분)

- 바이러스의 변이 https://www.youtube.com/watch?v=ry854Ql5fxQ
- 모션그래픽 홍보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tdXY3BoLYDQ
- 인포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차이점 알아보기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창의적 설계

CD

• [활동1] 코로나 19의 진화과정 살펴보기

- 바이러스의 변이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조사활
동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의 유래 및 사스, 메르스와의 차이점 비교
-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장점 설명하기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로 다량의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
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비주얼(visual), 내용(content), 지식(knowledge) 등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 정보를 빠르
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사하기 활동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준다.

Tip!

• [활동2] PPT 꾸며보기, 엑셀로 그래프 그려보기
전개
(110 분)

- Excel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 이렇게 쉽나? 다양한 인포그래픽 제작 아이디어 대방출! PPT디자인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Jm0nyb5oVA
-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캔버스 활용하기 https://www.miricanvas.com/
• [활동3] 코로나 19 통계 자료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제작하여 업로드
- 질병 관리 본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COVID-19 통계 자료 찾아보기
- 통계 지도(점지도, 유선도, 등치선도, 도형 표현도, 단계 구분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모둠별로 COVID-19 통계 자료를 인포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야기 해보기
- 다음 차시 스톱모션 영상에 필요한 인포그래픽 제작기
- 인포그래픽 제작이 끝나면 갤러리 워크를 통해 발표를 한 후 담당 교사와 각 모둠은 주어
진 평가지를 통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Tip!
ET

수행평가에 활용할 경우에는 채점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해 준다.

감성적 체험

• 인포 그래픽의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딱딱한 글의 부담을 덜어 수용자들의 접근 장
정리
(20 분)

벽을 낮추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 업로드한 후 댓글을 통해 소감문을 작성하기
•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인포그래픽을 확인한 후 댓글 또는 ‘좋아요’를 누르기
• 통계자료를 확인한 후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관해 의견 나누기

동영상 1, 2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디어 콘텐츠

[고등학교] (3) 미디어 콘텐츠 기획

주제(단원)명 영상 콘텐츠 기획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미디어 콘텐츠 기획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
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재구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할 수 있다.
7~10 차시/14 차시

1.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하
학습목표

는지 탐구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
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연계과목

생명과학

[고등학교 2, 3 학년] 항상성과 몸의 조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절

S 백신과 치료제
STEAM
요소

T 영상 촬영 기술
E 영상 촬영 기능
A 미디어 작품 제작
M

개발 의도

코로나 19 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 및 배
포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가 전 세계에 전파되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삶을 송두리째 채 흔들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메르스. 사스. 에볼러와 코로
나 19 는 모두 신종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전염병 중에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과 바이러
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세균은 하나의 생명체이고,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을 숙주
로 기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이다. 체온이나 환경이 비슷한 조건으로 바이러스가 동
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
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차시에는 코로타 19 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
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동영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19 바이러스로 창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전에 돌입
의
인해 우리의 삶이 이전
함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학교에서
적
과는 많이 바뀌게 되었
설 의 생활 수칙에 대해 동영상으로
다
계 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

감성적 체험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감
성
서는 올바른 생활 수칙
적
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체
을 알 수 있다.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상 시청하기

동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aYXPfnF_otY
-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읽기자료 1]
도입
(10 분)

- 4인 1모둠을 기본으로 하여 모둠별 스톱모션 동영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목표 제시

Tip!

또다른 스톱모
션 관련 영상
자료를 학생들

본 수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데 에게 제시할 수
그 목적이 있다.
ET

있다.

감성적 체험

•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D

〔스톱모션 영상 제작 및 발표하기〕

스톱모션 제
작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학습지 1, 2][읽기자료 2]

• 제작한 스토리보드를 참조하여 카메라, 스마트폰, 타블릿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Tip!

‧모둠원 전체가

• 사진 촬영할 때 사진 한 장에서 다른 한 장으로 넘어갈 때 대상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사진 협력하여 영상
을 찍어야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을 만들도록 하
전개
( 180
분)

• 스톱 모션 편집 프로그램(모션 스톱 및 키네마스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 [읽기 며,
자료 3~5]

모둠에서

소외되는 사람
들이 없도록 격

• 동영상 제작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둠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역할 분담에 려한다.
따른 개인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성취기준에 도달한 모둠은 제작한 동영상을 제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도록 한다. ‧동료 평가와 개
• 관찰 평가, 모둠 간 평가를 실시한다.

별 평가를 같이
진행하여 무임

• 학생 동료 평가지, 모둠별 상호 평가지를 제출하고 최종 작품에 대한 성찰 시간을 부여한다. 승차가 발생하
[평가지 1]

ET

감성적 체험

• 코로나 19 감염 예장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전염병 예
정리
( 10
분)

방에 대한 수칙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모둠원들과 공유하면서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며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 다음 차시에는 스톱모션 외에 어떤 기법으로 코로나 예방 영상 제작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
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 않게 한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영어 독해와 작문

학교급/학년(군) 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쓰기 영역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 설명하기

차시

[12영독04-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
을 쓸 수 있다.

11~14 차시/14 차시

1. 코로나 19 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코로나 19 예방 동영상에 영어권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막을 제작하여 삽입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2, 3 학년] 항상성과 몸의 조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절

생명과학

S
STEAM
요소

T 자막 삽입 기술
E
A 영상과 조화로운 자막 삽입
M

개발 의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동영상에 영어 자막을 삽입하여 영어권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완성하여 배포하고자 한다.

사전 활동을 통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우리들의
일상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코로나 19>는 전세계가
함께 직면한 대재앙이다. 우리가 제작한 영상은 한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Youtube 등을 통해 업로
드하여도 시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글 사용자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영어 시간
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영문 자막을 영작하고 이를 기존 영상에 삽입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을 위한 최종 영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코로나 19 예방을 위
상 해 우리가 제작한 영상
황
은 영어권 사용자들이
제
시 이해하기 힘든 한계점
이 있다.

창
의
적
설
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제작한
영상에 영문 자막을 삽입하여 국
내외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종 영상을 완성한다.

감성적 체험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감
성
서는 올바른 생활 수칙
적
을 전세계가 함께 공유
체
할 수 있다.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 동기 유발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시청하며 영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해

동영상 자료

했을지 생각해 보기
-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시청한 소감 나누기
도입
(10 분)

(Think – Pair – Share)
• 학습 목표 제시

Tip!

외국인의 입장
에서 영상을 시

- 코로나 19 예방 홍보 영상에 영문 자막을 삽입하여 외국인들에게 영상 제작 의도와 영상 청하고 있음을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ET

감성적 체험

확실하게 주지
시킨다.

•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문제 예방과 해결 또한 전세계
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이해한다..
Co

• 학습지를 통해 주요 어휘를 학습한다.
학습지1. Before You Watch
출처: https://pixabay.com/
• 코로나 관련 뉴스 영상 시청 후 들은 내용 확인하기(Think – Share)
출처: 아리랑TV News : http://www.arirang.com/News/News_View.asp?nSeq=255541

• 뉴스 영상을 다시 들으며 빈칸 확인하기(Think – Pair - Share)
전개
(180
분)

학습지2. Fill in the Blank

Tip!

‧자막 제작에 모
둠원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영어 표현을 찾
고 유사 예문을
검증할 수 있는

• 그림에 맞는 Caption 달기
학습지3. Describe the Pictures
출처: Korea Times
• 학생들이 제작한 코로나 예방 홍보 영상에 맞는 자막 쓰기
학습지4. Write a Script for the Video Clip
• 자막을 삽입한 최종 영상을 완성하여 제출하기

사이트를 안내
한다.

‧ 자가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진
행하여 무임승
차자가 발생하
지 않게 한다..

• 모둠 내 동료 평가하기
평가지1.
ET

정리
(10 분)

감성적 체험

• 다양한 모둠의 최종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운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 수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진다.

‧모둠간 평가를
진행하여 활동
결과를 진지하
게 공유할 수
있게 유도한다.

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14

활동지 1

코로나 19에 대해 알게 된 점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쓰기

과정형 평가
2 학년

반

번

모둠

성명

………………………………………………………………………………………………………………………………
1. 코로나 19와 관련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9mvzZ5w_QWw)을 시청하면서 알
게된 점과 소감을 쓰시오.

점수

차시

1~3/14

활동 예시

000
과거에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생성된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와 결합하는 세포의 수용체가 인체의 폐포에도 존재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기와 같은 경증을 일으키는 seasonal corona virus 와
현재 유행하는 COVID-19 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감염자가 얼마나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와 의료 시스템 수용력 한계에 따라서 감염자
증가의 양상이 달라져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수치적으로 알 수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 의료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감염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진단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 먼저 상기도
또는 하기도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추출한 DNA 를 6 가지 시약을 통해 PCR 증폭을 하여
바이러스의 시그널을 관찰하여 양성으로 신호가 확인되면 확진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만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K 바이오 진단키트 개발 연구진의 인터뷰 역시 인상 깊었다.

000
COVID 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학습 공백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워지고 있는 것 같다.
학교 수업을 대신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학습 컨텐츠가 많이 생겨났지만 잘 알지 못하였는데
학교에서 BAND 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들과 바이러스에 관하여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 우리 학생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쌓아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차후
이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나가야겠다고 느꼈다.

000
앞서 생명과학 1 에서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인상깊었는데 지금 영화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코로나 19 가 감기처럼 가볍지 않고 폐렴을 유발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전문가의
설명으로 폐의 폐포에서까지 ACE2 라는 수용체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단백질과 결합하여
폐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코로나 19 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 사태를 안전하게 예방하고 빨리 해결하여 원래대로의
일상생활을 누리고 싶다.

000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진단법을 통해서 검사 시간이
24 시간에서 6 시간으로 줄어들고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게 늘어났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졌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여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좋겠다.

차시

1~3/14

활동지 2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방법에 대한 주제로 글쓰기

과정형 평가
2 학년

반

번

모둠

성명

1. 주제 :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의 원리와 내가 생각하는 치료제 개발 방법에 대해 쓰시오.
2. 채점기준 : ①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따라 문단의 구분을 한다.
② 원리를 반드시 기술하고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과학적 주제를 근거하여 기술한다.
③ 450 ~ 500자 제한(30분간 작성)

※ 450자 이하와 500자 이상일 경우 감점

100자

200자

300자

400자

500자

차시

1~3/14

활동지 3

생명과학과 관련된 진로 분야 정리하기

과정형 평가
2 학년

반

번

모둠

성명

………………………………………………………………………………………………………………………………
1. 생명과학과 관련된 진로 관련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AdvE_uyd0ok)을 시청한 후 생명과
학 분야의 진로를 정리하고 소감을 쓰시오.

점수

차시

1~3/14

활동 예시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는 그 분야만의 특징을 가지고 화학과의 연관성만 있는줄 알았으나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순으로 발전해오면서 생명과학은 많은 분야와 접목해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또한 어느 주제에 관심있냐에 따라 생명과학을 토대로 한 다양한 학과에
진출하고 학문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듣고, 나도 내가 관심있는 분야들을 접목시킨 학문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그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차시

4~6/14

활동지 1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진화과정 살펴보기

과정형 평가
1 학년

반

번

모둠

성명

………………………………………………………………………………………………………………………………
1.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의 유래 및 사스, 메르스와
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1.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의 진화과정 살펴보기

2.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의 유래 및 사스, 메르스의 차이점 비교해 보기

점수

차시

4~6/14

활동지 2

코로나 19 통계 자료 인포그래픽 구상하기

과정형 평가
1 학년

반

번

모둠

성명

………………………………………………………………………………………………………………………………
1. 코로나 19와 관련된 통계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포그래픽을 구상해 보고 직접 제작하여 패들
렛에 업로드 하기

1. 코로나 19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선택하여 인포그래픽 구상해 보기

점수

차시

활동지 1

7~10/14

스토리보드를 통한 스톱모션 기획

1. 모둠원 학번, 이름

2. 코로나 19 스톱모션 영상 제목

3. 코로나 19 스톱모션 영상의 전체적인 기획안에 대해 적어보세요.

활동지 2
순
서

1

2

3

4

스토리보드 제작
장면 그림

자막/대사

효과/
배경음악

활동지 2
순
서

5

6

7

8

스토리보드 제작
장면 그림

자막/대사

효과/
배경음악

* 스토리보드 작성 및 영상 제작 유의점
① 장면순서
정확하게 컷을 나누어 해당하는 컷 번호를 나누어 쓴다. 장면이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컷을 나눈다. 번호는 장
소, 배경, 등장인물, 시간, 상황 등이 변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장면그림
장면그림에는 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그림 그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
면 설명을 자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막/대사
각각의 장면에 들어가는 대사 또는 자막 내용을 기록한다.

④ 효과음/배경음악
효과음과 배경음악은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튜브 오
디오 라이브러리에서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⑤ 기획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학생들이 점검표를 작성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 역할을 맡은 학생뿐 아니라 모든 모둠원이 함께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
토리보드를 보고 촬영 순서를 확인하는 역할, 촬영하는 역할, 등장인물 역할 등 모둠원이 함께 계획대로 움직
여야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⑦ 안정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한데 학생들은 삼각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삼각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학생들과 미리 만들어 촬영하면 안정된
영상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⑧ 촬영이 마무리되면 스토리보드와 촬영영상을 꼭 확인하는 시간을 주고 촬영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한다.

⑨ 스토리보드의 내용과 촬영 영상을 검토하고,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 영상 원본과 배경음악 등을 하나의 폴
더에 저장한다. 1인 방송 콘텐츠 만들기를 위한 편집 프로그램은 뱁믹스, 베가스, 프리미어 프로 등의 프로그램
을 활용한다. 여기에서는 앱 편집 프로그램인 비바비디오를 사용한다.

⑩ 정리하기 활동에서 공감하는 작품에 대한 댓글 달기 활동을 위해 칠판에 완성된 유튜브 콘텐츠 제목을 써 놓는
다. 미리 준비한 접착식 메모지에 공감 댓글을 적으면 차례로 나와 댓글을 붙이게 한다.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
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차시

11~14/14

활동지 1

Before You Watch

A. Look at the pictures and match them with the appropriate word in the box.

그림출처: https://pixabay.com/ (무료 이미지 제공사이트)
abnormal / ache / amplify / abdominal / app / muscle / separation /
meditaion

B. Fill in the blanks with the given words.
quarantine

격리, 격리하다 / contents 내용 / go through (어려움)겪다/ reliable믿을

수 있는
1. As calls are rising to shorten Belgium’s mandatory 14-day __________ period
for people who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 coronavirus, the federal
government is looking into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2. Even simple cars could be great to own if they are __________, and even
high-performance vehicles could be a headache if they experience intermittent
problems during their ownership period.
3. The __________ of a container such as a bottle, box, or room are the things
that are inside it.

Fill in the Blank

활동지 2

An expert has given five t_______ for people to beat the "Corona Blues".
First,

s_______

your

feelings

with

close

friends.

Keep

communicating

with

somebody. Knowing you are not the only one worried about this abnormal
situation could r_______ anxiety and your sense of burden.
Second, k_______ a regular routine. Lifestyles can become irregular if you are
suddenly self-quarantined or need to work at home. By making s_______ that you
are regularly doing something it will help you feel that life is u_______ control.
Third, control what you hear and believe. Listen to news that is from reliable
sources and for a set amount of time. W_______ information just amplifies anxiety.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h_______ to tackle COVID-19 is that nobody knows
the correct details about the disease, and this is w_______ worries people. One
needs to avoid unreliable news and only believe the facts.“
Fourth, separate your working area from the rest of your home. S_______ of these
two areas can help reduce stress.
The last tip is to r_______ your body by doing abdominal breathing or stretching.
"If you are stressed out and nervous, your whole body might ache, but if you
relax your muscles, it could lead your mind to relax too." M_______ is also a nice
way to relax your body. Accordingly, a meditation app called 'Kokkiri', made by
Buddhist teacher Hae-min has recently seen an increase in the n_______ of users.
"I think it’s about 30-thousand people more than we would have expected. Also
there’s more activity within the a_______ so there are more people listening to
more of our contents." “Staying at home and keeping your distance from others
can be tiring. But exercise and finding ways to clear your m_______, such as
meditation, can help you get through this isolation.
KIM Bo-kyoung, Arirang News.”

출처: 아리랑TV News
http://www.arirang.com/News/News_View.asp?nSeq=255541

활동지 3

Describe the Pictures

활동지 4

Write a Script for the Video Clip

A. Write down any word and expression you can come up with while watching the
video clip.

B. Write a script for the video clip.

4. 교사자료
차시

자료 1

1~3/14

코로나 19 자료 검색 방법

1. 사이언스 타밈즈를 통한 기사 검색
코로나 19나 과학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방법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이언스 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를 활용해서 기사를 검색하면 도움이 된다.

☞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 검색어를 입력한다.
2. 논문 검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index.do)에서 논문 검색을 한다.

자료출처

차시

자료 2

1~3/14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어: Coronavirus Disease 2019), 줄여서 코로나19 (영어: COVID-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 기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다. 또한 이 바이러스 감
염증은 코로나19 범유행 중 처음으로 발견되어 신종 감염병이 되었다.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이
라는 이름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임시 명칭이었다.
1. 전염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로 접촉 시,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발생하는 작은 방울에 의해
전파되며, 접촉은 1~3m 이내 라고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방울을
방출한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에서는 발포되지 않은 기침이 4.5미터까지 이동하는 물방울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2020년 3월에 발표된 한 기사는 방울 거리 조언이 물방울을 둘러싸고 있는 따뜻한
습기찬 분출의 영향을 무시한 1930년대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기침이나 재채
기가 최대 8.2미터(27피트)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징후 및 증상
감염된 사람들은 열, 기침, 호흡 곤란, 설사와 같이 경증에서 중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합병증이나
병을 가진 사람들, 노인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잠복기는 세계보건기구는 2~10일로 추정하였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4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는 최대 잠복기가 45일이라고도 밝혀졌다.
3. 감염되는 동물
최근에는 홍콩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
다. 하지만 그 반려견이 감염된 것인지 단순히 입이나 코에서 묻어있는 것이 검출이 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WHO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개나 그외 반려동물의 감염이나 그로 인한 인간의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추측하고 있다.
4. 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3가지 유형의 변이를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 A형 -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와 가장 가까운 유형인 A형은 중국 우한의 박쥐와 천산갑에서 발견됐
다. 하지만 A형은 우한에서 두드러진 유형이 아니었다. A형은 우한에서 살았던 미국인들에게서 발견됐
고 주로 미국과 호주 지역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나. B형 - A형에서 변이된 B형은 우한시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동아시아 지역 환자에게서만 발견됐다.
다. C형 - B형에서 변이된 C형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발견됐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차시

1~3/14

자료 3

생명과학에 대한 궁금증 : 강의 내용

FAQ
Q :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 1954년의 생명과학 : 전염병, 박테리아, 미생물 침입 등

- 10년 후 : 미생물, 기생충, 품종개량
- 50년 후 지금 : 생명공학, 생태계 등
- 우리의 생활과 가장 연계되었으며 변화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Q : 생물학 vs 생명과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 생물학 : 발견과 관찰의 학문

- 생명과학 : 연구의 학문 예) DNA 읽기 조작하기 합성하기 증폭하기 편집하기 등
- 인류가 공부하기 시작한 과학기술 분야의 순서 : 수학 → 화학 → 물리학 → 생명과학
Q : 생명과학에서 공부해야 할 과목은 무엇인가요?
A : 공부해야 할 과목으로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 분
자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유전학, 분석화학, 발생학, 식물학 등 다양합니다.
Q : 관련 학과로는 무슨 과가 있을까요?
A : - 사범대 : 생물교육과, 화학교육과
- 자연과학대 : 화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미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물과학과, 시스템생물학과,
바이오나노학과
- 공과대 : 생물공학과, 발효공학과, 생물화학공학과
- 농과대 : 식품공학과, 축산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 기타 : 의대, 치대
Q : 학위별 진출 직업/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 학사(실험경험 무) : 연구원보조원, 마케팅, 지식재산권조사분석, 변리사, 연구기획, 연구정책, 시
장조사
- 석사(실험경험 2년) : 연구원, 마케팅, 변리사, 사업기획, 연구정책, 컨설팅, 시장조자, VC(벤처투자
심사)
- 박사(실험경험 6년이상/독립적 연구자) : 연구원(프로젝트리더), 기술이사, 연구소장, 연구정책/전략,
창업 컨설팅, 변리사, 시장조사/분석, VC
Q : 생명과학 분야 전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

- 기초 과목 충실히 하기 / 분야와 목표 잘 정하기(다양) / 실험 경험이 매우 중요 !!!!!

- 팀워크 협업의 중요성
Q : 연구원 이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 : 과학커뮤니케이터 등과 같이 생명과학 학과에 진학하여도 연구원 말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에 따라 진출분야가 다양함.
자료출처

유튜브

차시

1~3/14

자료 4
사이트명

진로 관련 온라인 사이트 안내
운영기관

주요 서비스 내용

추천 사유

1. 심리검사
2.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을 위한 진로탐색 자료 수집

커리어넷

한국직업

3. 미래의 직업 세계

능력개발원

4. 직업의 세계 소개 내용
5. 직업사전
6. 진로상담

심리검사를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
의 정체성 및 흥미, 적성을 확인할
수 있고, 잘 몰랐던 직업 정보 세계
에 대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
로 상담까지 가능하여 직업, 진로
를 찾기에 적합한 사이트임.

7. 분야별 직업정보
8. 진로가이드 등
http://www.careernet.re.kr

다양한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어 필
노동부
워크넷

1. 채용정보

요한 직업 및 정보에 대해서 한눈

2. 인재정보

에 파악할 수 있고, 중학생 뿐 아니

3. 취업상담및 지원

라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4. 취업자료, 등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고령자
를 위한 취업 정보 역시 유용함.

http://www.work.go.kr/

서울특별시교
진학진로

육연구

정보센터

정보원

1. 진로정보 및 대학진학정보
안내
2. 진로심리검사 실시
3. 진학진로상담실 운영
4. 청소년을 위한 방송 탑재

http://www.jinhak.or.kr/index.jsp

자료출처

청소년을 위한 방송 탑재로 2분 명
상, 살아가는 이야기,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인 동기 유발이 되고, 여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차시

7~10/14

자료 1

QR 코드 만드는 방법

1. 코드 생성 시 기본 정보 입력 방법
기본정보 입력이란 QR코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① 코드 제목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② 나만의 개성있는 QR코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경우
테두리의 컬러를 변경하거나 나만의 문구 삽입 및 나만의 이미지 첨부, 네이버 로고 추가 등을
통해 개인의 취향대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생성된 QR코드 이미지는 테두리 및 로고 정보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되어 개성에
맞게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코드 생성 시 정보 입력 선택 방법
정보 입력 선택이란, QR코드에 담으실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①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의 결과 화면을 직접 꾸밀 수도 있고, 특정 사이트나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② 나만의 QR코드 정보담기는 코드 인식 결과 화면을 직접 생성하시는 것으로, 이미지, 동영상, 지
도, 연락처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QR코드 인식 시 링크로 이동은 코드 인식 결과를 특정 사이트나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로 이동
시키는 기능으로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링크 제목 입력 방법
나만의 QR코드 정보 담기를 선택하면 추가정보 입력 단계에서 링크를 입력할 수 있으며 QR코
드를 모바일에서 인식하면, 입력하신 URL 정보로 링크가 제공됩니다.
① URL 정보에 대한 링크 제목을 함께 입력하면 링크 제목에 URL이 하이퍼링크 처리되어 제공됩니
다.

사용 예) 링크제목 : 내 블로그,

URL : http://blog.naver.com

② 위의 방법으로 만든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내 블로그' 의 제목만 제공되고,

제목을 선택 했

을때 입력하신 URL링크로 이동합니다.
③ 링크 제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URL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며, 링크는 최대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네이버

자료 2

스토리텔링 영상

① 정의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정의로는 스토리(Story)+텔(Tell)+링(ing)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Story(사건, 지식, 정보)를 Tell(말하기,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을 통해
ing(교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 어떤 주제를
전달한다고 할 경우 각자 다른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끈이 있어야 한다. 그 끈이 바로 '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소스들을 이야기로 묶어서 완성
된 주제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이다.

② 특성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
한다. 즉, 이미지, 글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 소설과 희곡, 영화 등이 플롯이라는 구조 속에
서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재현 장르이지만 음악과 영상, 광고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는 흔하다.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을 좀 더 집중시키고 이목을 끌게하는 힘을 가졌다. 지루한 발표나 이야
기를 해야 할 경우 스토리텔링을 통해 예를 들어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한다면 좀 더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생동감 있는 그런 발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전달의 집중도가 높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③ 스토리텔링 영상 예시

자료 3

스톱모션

1.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정의
스톱 모션(Stop motion)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1프레임마다 조금씩 이동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자신이 계
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촬영 기술, 기법이다.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의 경우는 필요한 순
간의 그림을 필요한 시간 수만큼 촬영하고 실사(實寫) 영화의 경우는 1프레임만 촬영하고 필요한 프레임수만큼 복
사해서 연속해 붙이면 된다. 스톱 모션의 효과는 운동의 정지 그 자체가 시각적인 자극 효과를 가지며, 또 어느 순
간의 움직임을 멈추게함으로써 그 순간을 해명하거나 강조하는 데 이용된다.

출처: 위키백과

2. 스톱모션 제작 순서
① 기획하기: 제작 이유, 대상, 내용을 정리하고 역할을 정합니다.

②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③ 캐릭터와 배경 그리기 : 캐릭터를 그리고 오립니다. 캐릭터는 사진 또는 클레이로 대
신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배경을 그립니다.

④ 촬영하기: 사진과 그림을 촬영합니다.

⑤ 녹음하기: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합니다.

⑥ 편집하기: 영상편집 앱을 활용하여 편집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그림을 그릴 때는 스토리보드를 보고 모둠원이 함께 그리도록 지도한다. 그림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스토리보
드를 보고 따라 그릴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그리기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친구들과 서로 질문을 나누면서 활동이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② 촬영 단계에서는 촬영 역할을 맡은 학생뿐 아니라 모든 모둠원이 함께 촬영에 참여하게 지도한다. 스토리보
드를 보고 그림 순서를 확인하는 역할, 그림을 준비하는 역할, 그림을 배치하고 움직이는 역할, 촬영하는 역
할 등 모둠원이 함께 계획대로 움직여야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 클레이를 이용한 스톱모션 제작 방법
1

① 제작 역할 세우기
캐릭터와 배경을 그리기 전에 모둠 친구들과 서로 질문을 하면서 역할을 자세히 나누어 정해봅시다.
② 캐릭터 만들기
스토리보드를 보고 클레이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③ 배경 그리기
8절 도화지에 필요한 배경을 그립니다. 캐릭터의 크기가 크거나 움직임이 클 경우에는 4절 도화지를 사용합니
다
④ 촬영하기
캐릭터와 배경이 완성되었다면 촬영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거치대 또는
삼각대를 준비합니다.
1

• 먼저 스토리보드를 보고 촬영할 장면을 구상하고 캐릭터와 배경을 준비합니다.
• 촬영 전에 역할을 정합니다. 역할 예) 카메라 촬영, 캐릭터 준비, 배경준비, 캐릭터 움직이기 등.
• 움직임을 생각해서 한 장씩 촬영합니다. 움직임을 촬영할 때는 1초에 5장 이상씩 찍어야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⑤ 녹음하기
스토리보드를 보고 역할을 정한 후 각자 대사를 연습합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조용한 장
소에서 녹음합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변조앱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음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⑥ 편집하기
먼저 촬영된 사진과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보고 편집준비를 합니다. 스톱모션 클레이 편집은 컴퓨터로 편집을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 ‘무비메이커’ 또는 ‘뱁밉스
’를 활용하여 편집하거나 ‘모션스톱’, ‘비바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4

영상 편집 프로그램 – 키네마스터

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다. 동영상에 워터마크를 지우시려면 구매해야 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단계별 시작과 바로 시작 두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된다. 첫번째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 빨간 버튼을 누른다.
프로모션 코드 – 한달동안 모든 유로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www.kinemaster.com/promo/
프로그램 실행 → 톱니바퀴 → 내정보 →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음

②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메뉴이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16:9로 작업을 한다.

③ 미디어를 선택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불러온다.
cf) 레이어: 이미지,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오디오: 테마음악,

음성: 나레이션 녹음,

중앙에 빨간 단추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임

④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 되어있는 디렉토리 선택한 후 편집에 필요한 파일을 불러온다.
모니터창, 타임라인 편집창, 편집 모둠창으로 구성
미디어는 한층에서 편집, 레이어 미디어는 수직층에서 편집, 가능한 편집 매뉴만 보여줌

√ 를 선택하면 편집할 동영상(사진)이 나온다. 오른쪽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편집할
⑤ 오른쪽 위 ◯

동영상(사진)이 재생된다. 밑에 재생되는 영상을 꾹 누르면 동영상(사진)을 이동 할 수 있고, 삭제하
고 싶다면 선택 후 왼쪽 부분의 휴지통에 넣을 수 있다.

⑥ 밑에 연속된 사진 부분을 누르면 노란 테두리가 생긴다.
속도에 들어가면 동영상의 경우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음소거 기능이 있다.
동영상의 경우 속도 조절을 하면 타임라인의 길이도 변하게 된다.
사진의 경우는 타임라인 부분에서 재생 길이를 최소 0.1초까지 조절할 수 있다.
타임라인 영상 전체 길이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⑧ 다음은 사진 편집이다. 필요한 사진들 순서대로 선택한다. 순서가 틀리면 그 사진을 살짝 누른 상태
에서 원하시는 위치로 옮기면 된다. 원하는 사진의 재생 시간을 길게 하려면 사진의 노란 부분을 늘려주
면 된다.

⑨ 사진과 사진 사이를 누르면 전환효과라는 메뉴가 나온다. 전환 효과는 사진과 사진이 넘어갈때 효과
를 주는 것이다.

⑦ 트림 분할 기능(

)

영상의 일부를 잘라버리거나 영상을 나누거나 정지화면을 넣을 수 있다.
가위 그림을 클릭하면 플레이 헤드의 왼쪽과 오른쪽을 자를 수 있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영상
을 나눔)할 수 있으며, 정지화면을 삽입할 수 있다.
정지화면 삽입은 영상 편집 시 ‘잠깐’이라는 설정을 넣을 때 유용하다.
정지 화면 또한 사진이기 때문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크롭 기능(

) - 빨간 점이 찍혀져 있음

시작 부분의 동영상(사진)크기, 끝 부분의 동영상(사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오른쪽 화면의 ‘=’을 눌러 주면 처음화면과 끝 화면의 크기가 같음을 의미한다.

⑨ 볼륨 조절 및 화면 전환 기능(
동영상에서는 크롭 기능 옆에 볼륨(

및

)
)이 나타나고, 사진인 경우에는 화면 전환(

이 나타난다.

볼륨의 경우 제일 왼쪽의 볼륨 조절 바를 이용하면 되고 영상 자체의 볼륨과 오디오 삽입 볼륨을 조
절할 수 있다.
화면 전환의 경우 상하좌우 영상을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사진의 경우 가로로 찍었을 때 세로로 바
꾸고 싶으면 이 기능이 유용하다. 이외에도 클립 그래픽, 필터, 비네트(가장 자리를 어둡게 하는 기
능)을 쓸 수 있다.

⑩ 오디오 기능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 상점에서 다양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오디오 아이콘을 클릭한후 오른쪽 위 상점(

)에 들어가면 다양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을 제외한 무료 음원을 다운 받고 음악 에셋으로 오면 목차에 다운 받은 파일이 생성된
다. 효과음도 마찬가지이다.

⑪ 오디오 추가 기능
오디오도 영상(사진)과 마찬가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오디오 타임라인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음악의 시작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음악 길이
는 영상 끝부분에 자동으로 맞춰진다.
오디오 타임라인에서 트림/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으며 새로운 오디오를 불러올 수 있다

⑫ 레이어 기능 - 미디어
기존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 및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크기, 위치, 회전을 할 수
있다. 인애니메이션 및 아웃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다. 크롭기능에서 마스크 기
능을 사용하면 사진의 테두리 모양을 변화 시킬수 있다.

⑫ 레이어 기능 – 효과
효과의 기본적인 기능 중 모자이크 기능은 여러모로 유용한 기능이다. 그 외에도 상점에서 다양한
기능의 효과를 다운 받을 수 있다.

⑬ 레이어 기능 – 텍스트 및 오버레이
텍스트는 영상에 원하는 글자를 넣을 수 있고, 한글 폰트는 상점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오버레이는 다양한 스티커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다.

⑭ 텍스트 선택하고 문구 넣은 후 오른쪽 메뉴에서 텍스트에 대한 효과를 주면 된다.

⑮ 타이틀 넣는 법
첫번째 사진 선택 ->
문구 넣어 주면 된다.

화면에서 클립그래픽 선택 -> 기본 타이틀 효과

-> 타이틀 교차선택 한후

⑯ 편집이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 키네마스터 초기화면에 저장되며 공유를
통해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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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학습지 1, 2 정답

학습지 1. Before you Read (정답)
A. amplify 확대하다 / separation 분리 / abdominal 복부의 / muscle 근육
abnormal 비정상적인 / meditaion 명상 / ache 아프다 / app 앱
B. 1. quarantine 격리, 격리하다 2. reliable 믿을수 있는 3. contents 내용물
학습지 2. Fill in the Blank (Full Script)
An expert has given five tips for people to beat the "Corona Blues".
First, share your feelings with close friends. Keep communicating with somebody.
Knowing you are not the only one worried about this abnormal situation could
reduce anxiety and your sense of burden.
Second, keep a regular routine.
Lifestyles can become irregular if you are suddenly self-quarantined or need to
work at home. By making sure that you are regularly doing something it will help
you feel that life is under control.
Third, control what you hear and believe. Listen to news that is from reliable
sources and for a set amount of time. Wrong information just amplifies anxiety.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hard to tackle COVID-19 is that nobody knows the
correct details about the disease, and this is what worries people. One needs to
avoid unreliable news and only believe the facts."
Fourth, separate your working area from the rest of your home. Separation of
these two areas can help reduce stress.
The last tip is to relax your body by doing abdominal breathing or stretching. "If
you are stressed out and nervous, your whole body might ache, but if you relax
your muscles, it could lead your mind to relax too." Meditation is also a nice way
to relax your body. Accordingly, a meditation app called 'Kokkiri', made by
Buddhist teacher Hae-min has recently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I think it’s about 30-thousand people more than we would have expected. Also
there’s more activity within the app so there are more people listening to more of
our contents." “Staying at home and keeping your distance from others can be
tiring. But exercise and finding ways to clear your mind, such as meditation, can
help you get through this isolation. KIM Bo-kyoung, Arirang News.
자료출처

https://pixabay.com/
아리랑TV News : http://www.arirang.com/News/News_View.asp?nSeq=255541

차시

자료 2

11~14/14

학습지 3 참고 자료

A pedestrian on Jeju Island struggles to
move in the face of Typhoon Bavi, which People wear face masks at a bus stop
brought winds up to 162 kilometers per on Aug. 18 in Seoul.
hour, Wednesday.

BTS performs "DNA" at the American
Music Awards in Los Angeles on Nov.
A dog sits in a dog bed at a guest room 19, 2017. "Dynamite," the group's first
of Vivaldi Park in Hongcheon, Gangwon all-English song, debuted at No. 1 on
Province.

the U.S. music charts this week, making
BTS first Korean pop act to top the
chart.

자료출처

Korea Times

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질병의 감염 경로와
상

예방법에 대해 알고, 병원체 중 하나인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가지는 코로나 19 의 감염 경로와 증식 과
정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원리를 안다.

1~3
/14

• 자기평가
• 관찰평가
예방법에 대해 알고, 병원체 중 하나인 바이러스를
• 산출물 평가
중
병원체로 가지는 코로나 19 의 감염 경로와 증식 과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질병의 감염 경로와

• 자기평가지
• 활동지 1,2,3

정을 안다.
하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법에 대해 안다.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의 진화과정을 알고, 코로

상

나 19, 사스, 메르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이용
해 인포그래픽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의 진화과정을 알고, 코로

4~6
/14

중

나 19, 사스, 메르스의 차이점을 대략 비교할 수 있 • 관찰평가
으며, 코로나 19 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이용해 인 • 산출물 평가

• 자기평가지
• 활동지 1,2

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다.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의 진화과정 및 코로나
하

19, 사스, 메르스의 차이점이 다소 부정확하며 코로
나 19 와 관련해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방법이 다
소 부족하다.

상
7~10
/14

중

하

상
11~14
/14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
상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
상을 평범하게 만들었다.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지

산출물 평가

자기 평가지
동료 평가지
모둠 간 평가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
상 완성도가 미흡하다.
Script를 완전하게 완성하였다. 영상의 내용을 매우 정
확하게 표현하였다.

Script를 완전하게 완성하였다. 영상의 내용을 비교적
중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하

관찰평가
산출물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Script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영어 자막이 영상의 내용
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
1) 1~3차시
평가 항목

자기평가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평정

학습 개념1
(전시개념)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개념2
(본시개념)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4~6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4) 7~10차시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
상

평가기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자신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동료들의 의견과 조율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과제해결에 도움 되는 질문과 응답을 잘 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산출물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나요?

5) 11~14차시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자신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동료들의 의견과 조율였나요?

중

하

나. 관찰평가지
1) 1~3차시
관찰 평가 기록지
0 학년 0반
학습주제
평가 역량
1
강○○
2
김○○
3
나○○

기초
O
X
O

4

박○○

O

5
6
…

서○○
이○○
…

X
O
X

협동

의사소통
O

O

O

문제해결
O

학습방법
창의사고

자기주도
O
X
O

특이사항

예리한 질문

O
X
O

X
O
O

O

비참여
창의적실험
…

※ 평가 노하우: 매 차시 모든 항목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누적해서 평가를 한다.

2) 4~6차시
지식
모둠

모둠원

문제해결력
상

중

태도
창의적 사고

하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상

중

하

4) 7~10차시
지식
모둠

모둠원

융합적 사고
상

중

태도
창의적 사고

하

상

중

하

의사소통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5) 11~14차시
지식
모둠

모둠원

문해력
상

중

태도
문제해결력

하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상

중

하

마. 포트폴리오 평가지
1) 1~3차시
평가 영역

관련 성취기준

평가요소

[12 생과Ⅰ03-07] 백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의 작용 원리를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백신으로
예방하기 힘든 질병을
조사하여 그 이유를
토의할 수 있다.

배점

1. 작품을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1분당 감점 3점)
2. 내용에 오류는 없는가?

60
20

3. 제한 사항을 잘 준수하였는가?

10

4. 논술문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10

※ 평가 노하우: 산출물 중에서 글쓰기 평가만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2) 4~6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주제선정
자료수집
모둠별
평가
(25)

자료정리
발표
모둠별 협동

모둠원(번호)

종합
평가
(50)

3

2

택하였는가?
코로나 19 관련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수집
하였는가?
코로나 19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래
픽화시켰는가?
코로나 19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를 정리하
여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했는가?
모둠의 구성원과 협력하여 코로나 19 인포
그래픽을 제작하였는가?
합계
15

17

20

상

중

상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4

코로나 19 관련 통계자료를 독창적으로 선

21

1

3) 7~10차시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독창적 사고
과제해결 설계
모둠별
비판적 사고
평가
(25)
자료 정리
모둠별 협동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체크리스트(10)
(25)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종합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평가
중(25이상),
(50)
하(25미만)

4

3

2

1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19 UCC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냈는가?
코로나 19 UCC 제작을 위한 설계를 잘 하
였는가?
자신이 고안한 코로나 19 UCC의 장단점을
바르게 분석하였는가?
코로나 19 UCC의 유튜브 탑재 방법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였는가?
모둠의 구성원과 협력하여 코로나 19 UCC
를 제작하였는가?
합계
15

17

20

상

중

상

21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생명과학)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영상을 설득력있게 구성하며,
인포그래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목간 연계를 바탕으로 잘 표현하였으며, 발표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소감 부분에 대해서도 융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잘 수행함. 특히 백신 개발에
대한 글쓰기에서 교과 간 지식을 동원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 소양을 잘 발휘함.
(영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합적 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함. 또한 급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크게 기여함. 이에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해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계기가 됨.

[부록2]

차시

1~3/14

활동 산출물

차시

4~6/14

활동 산출물

차시

7~11/14

활동 산출물

차시

11~14/14

자료 3

자료출처

수업 결과물

